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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품질뿐만 아니라 물질  풍요가 되어가는 IT융합 환경에서 상황정보를 악하는 것은 개인화 추천 서비

스 략의 요한 성공요소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온톨로지 기반의 상황인식 모델링을 이용

한 추천을 제안하 다. 이기종 디바이스 구축을 해 OSGi 임워크 기반의 데이터 획득 모듈을 구축

하고 온톨로지 기반의 상황정보 모델을 개발한다. 상황정보 모델을 해서 추천 시스템에 필요한 상황정

보를 추출하고 분류한다. 상황정보를 사용하여 온톨로지 기반의 상황인식 모델을 개발하고 력  필터링

의 추천에 반 한다. 상황인식 모델은 Naïve Bayes 분류자를 사용하여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한 정

보를 반 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 평가를 하기 해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유용성을 검증하 다. 평가 결과, 서비스에 한 만족도의 차이가 통계 으로 의미가 있음을 증명하 고 

높은 만족도를 보임을 확인하 다.

■ 중심어 :∣유비쿼터스 컴퓨팅∣상황인식∣추천∣서비스 온톨로지∣OSGi∣Naive Bayes∣

Abstract

In the IT convergence environment changed with not only the quality but also the material 

abundance, it is the most crucial factor for the strategy of personalized recommendation 

services to investigate the context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recommendation 

using the service ontology based context awareness modeling. The proposed method establishes 

a data acquisition model based on the OSGi framework and develops a context information 

model based on ontology in order to perform the device environment between different kinds 

of systems. In addition, the context information will be extracted and classified for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 system used for the context information model. This study 

develops the ontology based context awareness model using the context information and applies 

it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collaborative filtering. The context awareness model reflects the 

information that selects services according to the context using the Naïve Bayes classifier and 

provides it to user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we conducted sample 

T-tests so as to verify usefulness. This evaluation found that the difference of satisfaction by 

service was statistically meaningful, and showed high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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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차세  IT융합 기술의 발 으로 인 라가 형성됨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방식  행동 사상의 변화하

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유비쿼터스 컴퓨 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동 인 방식뿐만 아니라 사

용자의 의도와 상황을 악하여 능동 으로 개인화 추

천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한 상황인식 기술에 의

해 얻어진 상황 정보를 개인화 기법에 효율 으로 용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1][2]. 개인화 

추천 시스템의 성공 인 상용화를 해서는 개인화 추

천 서비스 요소를 강화하고 이기종 장치들을 상호 연결

할 수 있는 개방형 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상자가 지속 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그 에서도 OSGi는 자바기반

의 개방형 표  로그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재 

홈 네트워크에서 서비스 게이트웨이 역할로 많이 사용되

고 있다. 사용 기에는 홈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에 국한

되었으나 최근에는 모바일, 텔 매틱스와 같은 다양한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3]. 최

근 연구에서 사용자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행동 패턴에 한 정보가 담긴 로 일 분석을 

용하여 사용하 다. 표 으로 사용자 확인을 통해 

아마존이나 야후 등의 개인화 모델이 용된 사례가 많

이 있지만 서비스 제공자간 정보의 복된 활용으로 불

필요한 단계를 거쳐야하는 단 이 있다[4].

상황 정보에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필수

인 정보만을 얻기 해서 정형화된 모델을 바탕으로 상

황 정보를 장한 후 체계 이고 효율 으로 이기종 디

바이스에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개인화 추천 

시스템의 성공 인 략의 하나로 요한 요인이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온톨로지 기반의 상황인식 

모델링을 이용한 추천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한 방법

은 상황정보 모델에 의해 획득된 상황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서비스 추천에 사용하여 좀 더 개인화 

추천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 온톨로지 기반의 상황 인

식을 모델링을 제시한다. 이를 해서 서비스 온톨로지 

기반의 상황을 모델링하고 상황에 따라 Naïve Bayes 

분류자를 이용하여 학습한다. 학습 단계와 분류 단계를 

통하여 상황인식 데이터에 나타나는 상황정보를 특징

으로 분류[4]한 후 순 화하여 효율 인 추천 방법론을 

오 소스 OSGi 임워크인 Knopflerfish에서 제시하

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상황인식 모델링에 해

서 기술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서비스 온톨로지 기반

의 상황인식 모델링을 이용한 추천에 해서 기술한다. 

4장에서는 성능 평가를 기술하고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에 해서 기술한다.

Ⅱ. 관련 기술

상황 모델링은 상황 정보에 한 높은 수 의 추상  

개념을 제공하기 해 필요하다. 상황 정보의 다양함과 

상황 정보가 쓰이는 도메인 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 모델링은 여러 방법을 이용한다. 이러한 상황 모델

링 기법은 각 시스템에서의 상황 정보 교환을 해 사용

되는 데이터 구조에 한 스키마에 의해 분류된다[2]. 

상황은 어떤 한 개체의 상태를 특징화시킬 수 있도록 

사용되는 정보이다. 여기서 개체란 사용자와 시스템 자

신을 포함하여 인간과 컴퓨터간의 상호작용에 연 된 

모든 것들이다. 최근 자연어처리, IT융합, 정보검색 등

의 컴퓨터 분야에서 상황에 한 비 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인간의 사고를 통해 추론해 내는 것처럼 상황에 

한 고려는 응력을 높이고 효과 인 의사 결정을 돕

기 때문이다. 상황 정보에 한 높은 수 의 추정 인 

개념을 제공하기 해 상황 모델링이 사용된다[5]. 기존

의 상황 모델링은 키-값 모델, 마크업 스키마 모델, 그

래픽 모델, 객체 지향 모델, 논리 기반 모델, 온톨로지 

기반 모델이 사용된다.

키-값 모델은 상황 정보를 모델링하기 한 가장 간단

한 데이터 구조이다. 서비스는 키-값의 간단한 속성들의 

리스트를 매칭 알고리즘으로 수행한다[6]. 이는 서비스 

리 측면에서는 효율 이지만, 상황 알고리즘을 한 

복잡한 구조화가 어려운 문제 이 있다. 마크업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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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속성과 내용을 갖는 마크업 태그로 구성된 계층

 데이터 구조이다. 이는 간단하고 유연하여 구조화되

어 있고 편재되어 있는 컴퓨 에 합하나 계층 구조화

된 정보를 해석해야 하고 정보들 간의 복잡한 계를 정

의하기가 힘들다는 단 이 있다. 그래픽 모델은 일반

인 목 의 모델링을 한 도구로 사용되며 다이어그램으

로 표 한다[7]. 연 된 상황을 다이어그램으로 확장하

여 모델링한다. 객체 지향 상황 모델링 기법은 유비쿼터

스 컴퓨 에서 상황의 특성에 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서, 캡슐화와 재사용을 용하여 사용한다. 객체 수

에서 캡슐화 되어 다른 컴포 트들에게 은닉된다[8]. 

이는 범용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이나 환경에 한 다양한 

정보를 리하기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왔다. 논리 기반 

모델은 표 이나 사실로부터 유도하여 결론 으로 어떤 

표 이나 사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건들을 의미하며, 

이러한 작업은 추측이나 추론이라고 알려진 처리 과정이

다. 이러한 조건들을 규칙 집합으로 설명하기 해서는 

형식 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기서 상황은 규칙, 사실, 

표 들로써 정의되고 정보는 사실로 정의하여 논리 기반 

시스템에 추가, 삭제, 업데이트되며 그 시스템에서의 규

칙들로부터 각각 추론된다. 모든 논리 기반 모델들은 일

반 으로 높은 수 의 형식을 요구한다.

Ⅲ. 서비스 온톨로지 기반의 상황인식 모델링을 

   이용한 추천

1. 상황인식 정의

상황인식은 실공간과 가상공간을 연결하여 가상공

간에서 실의 상황을 정보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용

자 심의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특징

으로는 실 세계의 모든 상황을 표 하는 기술  수단

을 제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상황인식, 상황  특징 추

출, 학습 등의 지능화된 기법을 용하여 최 화된 서비

스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4][9]. 상황은 어떤 한 개체의 

상태를 특징화시킬 수 있도록 사용되는 정보이다. 사용

자의 환경에서 치, 행동, 감정 등을 객체라고 나타낼 

수 있으며, 사용자의 객체에 한 정보 값과 그 정보들

의 변화를 나타낸다. 여기서 개체란 사용자와 시스템 자

신을 포함하여 인간과 컴퓨터간의 상호작용에 연 된 

모든 것들이다. 최근 자연어처리, IT융합, 정보검색 등

의 컴퓨터 분야에서 상황에 한 비 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인간의 사고를 통해 추론해 내는 것처럼 상황에 

한 고려는 응력을 높이고 효과 인 의사 결정을 돕

기 때문이다. 상황 정보에 한 높은 수 의 추정 인 

개념을 제공하기 해 상황 모델링이 사용된다. 맞춤형 

추천을 하기 해서는 사용자  주변 환경을 분석하는 

상황인식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사용자

가 입력한 정보와 시스템 사용기록을 통해 수동 인 서

비스를 하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컴퓨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정보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상황인식을 하기 해서는 상황과 련된 많은 

정보 에서 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여 분류하고 정

의해야 한다[2][16]. [그림 1]은 데이터에 따른 상황정보

의 정의를 나타낸다. 상황정보는 로필, 서비스, 치 

디바이스, 행동, 환경으로 분류하고 데이터를 정의한다.

그림 1. 데이터에 따른 상황정보의 정의

2. 서비스 온톨로지 기반의 상황인식 모델링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하기 해 상황 데이터로 분류

된 데이터들을 사용하기 해서는 상황인식 모델링이 

필요하다. 온톨로지는 사람이 보유한 지식을 사람과 컴

퓨터,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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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표 할 수 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컴퓨터

가 처리하고 나아가서는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표

한 지식이다. 따라서 개인화 추천 서비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통 상황정보에서 상속받아 만들어진 공간 상

황정보와 디바이스 상황정보를 온톨로지 모델로 모델링

한다. [그림 2]는 개인화 서비스를 하기 한 공통, 공간, 

디바이스 온톨로지의 클래스  계층의 를 보여 다.

그림 2. 개인화 서비스 온톨로지 계층도

온톨로지 기반의 상황인식 모델링은 장치간의 유동

성을 보장하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기 한 도메

인 상황정보를 구성한다. 이기종 디바이스의 유동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서비스 미들웨어가 존재하면 새로 

추가된 디바이스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해서 서비스 

환경정보가 있는 공간 도메인 상황정보와 디바이스 도

메인 상황정보를 통합하여 사용한다. 이를 해서 도

메인 사이에 공통 상황정보를 정의하여 사용한다[2]. 

공통 상황정보는 상황에서 사람, 서비스, 치, 장치, 

행 , 환경으로 정의한다. 공간 상황정보와 디바이스 

상황정보 모델은 공통 상황정보를 상속받아 구 하고 

개인화 서비스에서는 공통 상황정보를 심으로 통합

할 수 있다[9].

[그림 2]에서 공통 온톨로지는 최상  상황 클래스에

서 상속받는 사람, 서비스, 의료, 환경, 치, 행동과 의

료 클래스에서 상속받는 질병, 증상, 검사, 헬스 클래스, 

치에서 상속받은 실내, 실외로 구성된다. 공통 온톨로

지의 행동은 공간 온톨로지와 디바이스 온톨로지에서 

동시에 상속받는다. 공간 온톨로지는 환경, 장치, 실내, 

행동에서 상속받은 클래스로 구성된다. 유비쿼터스 컴

퓨 에서 사용하는 추천 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는 디바

이스, 센서, 치정보를 주로 나타내고 있다. 한 디바

이스 온톨로지는 실제 어 리 이션이 실행되고 있는 

디바이스의 서비스와 련된 정보를 담고 있다. 서비스 

온톨로지를 사용하면 서비스 환경에 존재하는 디바이

스  센싱 정보를 악할 수 있어 서비스 상자에게 

최 화된 개인화 추천을 제공할 수 있다[16].

3. 상황인식 모델링 기반의 개인화 추천

상황인식 모델링 기반의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하기 

해서 훈련 상황인식에서 학습한 결과를 이용하여 상

황인식에 합한 범주를 할당한다. 본 논문에서는 서비

스 온톨로지 기반의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하기 해 

Naïve Bayes 분류자[4]를 사용하여 상황을 학습한다. 

여기서 학습 단계와 분류 단계를 통하여 상황인식 데이

터에 나타나는 상황정보를 특징으로 분류한다. 훈련 상

황정보의 특징이 {context1, context2,…, contexti}라고 

하 을 경우 {class1, class2, …, classID, classN}  하나

의 상황 클래스로 상황정보를 분류한다. 상황정보에 각

각의 상황 클래스의 확률은 식(1)을 이용한다.



                        (1)

      


 

  

 

  

             

식(1)에서 P(classID)는 classID로 분류될 확률이며, 

P(contexti|classID)는 contexti가 classID에 포함될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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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Context1, Context2,…, Contexti}의 각 상황정보

는 치에 계없이 독립을 제로 하여 각 상황정보에 

한 P(Contexti|classID)의 확률은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식(2)에서 contextclassID는 classID 내의 상황의 총 개

수이며, contextkclassID는 classID에서 상황정보 contexti

의 출  빈도수, 그리고 |Ctot|는 classID의 총 상황의 수이

다. P(contexti|classID)의 확률이 0이 되는 것을 방하는 

Laplace smoothing 방법에 의해 분자의 contextkclassID에 

1을 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경우 상황정보를 

상황 클래스별로 분류하기 해 학습 상황정보를 사용

하여 식(3)에 의해 상황정보를 상황 클래스별로 분류할 

수 있다.

 

                           (3)

     
 










  





   

여기서 CIm는 상황정보를 벡터로 표 한다. Sm은 m

번째 슬롯을 나타내고, S는 슬롯의 수를 나타낸다. cim,i

는 m번째 슬롯의 i번째 상황정보를 나타낸다. 슬롯에 

포함될 확률값이 높은 순으로 순 화하여 추천의 상황

정보를 결정한다[4]. 따라서 서비스 온톨로지 기반의 상

황인식 모델링은 Naïve Bayes 분류자를 사용하여 학습

된 상황에 따라 사용자의 선호도에 반 하여 개인화 추

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기존의 력  필터링의 

결측된 선호도를 도출하여 추천 시스템의 정확도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Ⅴ. 성능 평가

서비스 온톨로지 기반의 상황인식 모델링을 한  번들

의 개발환경은 Knopflerfish 2.2에서 OSGi R3 표  스펙

에 의해 서비스 이동 리자를 설치하고 번들 형태로 상황 

리자와 서비스 리자를 설치하 다[10][11][16]. 온톨로

지 추론기는 Jena 2.5.5를 사용하 으며 통신모듈은 

Chipcon CC2420으로 구성하 다. Eclipse3.4와 Knopflerfish 

eclisep plug-in 1.0.16, Protege 4.0, Jena 2.0, 

SWT/JFace, SWING을 이용하여 제안한 방법을 구

하여 개발하 다. 상황정보를 구성하기 한 상황센서

는 (주)한백 자의 ZigbeX에서 제공받아 구성하 다. 

ZigbeX는 RFID 리더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을 탐지하

고 이를 리할 수 있는 서버를 패키지로 만들어 구 할 

수 있는 장비이다[12]. 한, IEEE 802.15.4 표 화 통신

을 지원할 수 있는 CC2420 칩을 장착하여 2.4GHz의 

Zigbee 표 을 지원한다. 운 체제인 TinyOS 1.X 환경에

서 개발자의 편리를 해 도우상에서 리 스 랫폼을 에

뮬 이션할 수 있는 Cygwin 로그램(ver. 3.2340.2.5)을 통

해 동작하도록 구 하 다.

그림 3. 상황과 규칙을 위한 서비스 온톨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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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리는 상황정보를 추론하기 해 생성된 서비

스 온톨로지를 상황정보 리기에 달한다. 상황정보 

리기에서는 상황 데이터 인스턴스와 규칙을 온톨로

지 추론 엔진에 달하고 상황 생성기를 통해 상황정보

를 생성한다. [그림 3]은 상황과 규칙을 이용한 추천 서

비스에 필요한 서비스 온톨로지를 나타낸다. 이때 공통 

온톨로지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하게 되며 상황클래스 

하단에 서  클래스로 구성하게 된다. 상황과 규칙은 서

비스 온톨로지 기반의 상황인식 추론에 사용되며 사용

자의 치, 서비스 사용여부, 온도, 날씨, 계  데이터의 

유무를 상황에 따라 단하고 온톨로지 기반의 상황정

보 모델링을 생성하게 된다.

그림 4. OSGi 프레임워크에서 상황정보 번들

OSGi 임워크는 이기종 디바이스에서 번들이라고 

불리는 컴포 트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등록 실행하기 

한 로그래  모델을 지원한다[3][8]. [그림 4]는 제

안하는 OSGi 임워크에서 상황인식 모델링을 한 

번들을 나타낸다. 실행 환경은 자바 가상 머신이며 기본

으로 임워크를 구성하는 시스템 번들이 있다. 

OWL 수 의 온톨로지 추론을 구 하기 해서는 최

화 방식을 얼마나 효율 으로 용하느냐에 따라서 추

론 엔진의 성능이 좌우된다. 응용 서비스에 따라 당한 

서비스 번들이 배치된다. OSGi는 사용자 리자 서비스

를 통해 사용자 인증  권한 부여를 수행한다. 이 서비

스는 재 OSGI V4에 User Admin Service Spec 1.1이 

정의되어 있고 권한 부여 방식은 RBAC 구조를 기반으

로 하고 있다. 롤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사용자, 그룹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자 정보와 집합을 표 하며 

액션 그룹에 그룹 객체를 할당하여 권한 검사를 하는 방

식이다. 다음은 Spec 1.1 에 기술되어 있는 액션 그룹과 

그룹을 정의하는 이다[3].

․Administrators = {Elmer, Popou, Bugs}

․Family = {Elmer, Popou, Daffy}

․AlarmSystemActivation

․Required = {Administrators}

․Basic = {Family}

이러한 경우 AlarmSystemActivation을 근할 수 있

는 사용자는 Elimer와 Popou가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기존 RBAC 방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롤에 사용자를 할

당하고 퍼미션에 롤을 할당하는 사용자-롤-퍼미션 매핑 

방식을 사용한다[9]. 각각의 번들은 이기종 디바이스에

서 수집된 상황정보를 서비스 온톨로지 기반의 상황인

식 모델링을 이용하여 추천하는 드라이버 번들과 사용

자의 치를 검색하고, 검색된 치를 재의 치로 설

정하여 기화를 수행하는 태그 리 번들, 패션 디자인 

추천 서비스를 리하는 추천 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는 설치된 번들의 배포 후에도 확장을 지원하며 새로운 

번들이 추가된 내용을 갖고 재설치가 가능하다.  번들의 

재시작 없이도 업데이트가 가능하여 이기종 디바이스에 

바로 용이 가능하다.

성능 평가는 기존에 개발되었던 맞춤형 패션 디자인 

추천 시스템[13][15]에서 서비스 온톨로지 기반의 상황

인식 모델링을 용 유무에 따른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

다. 맞춤형 패션 디자인 추천 시스템은 소재 설계하기 

한 사용자의 감성을 악하고 디자인 요소에 따른 감

성공학  지원 시스템이다. 디자인 요소에 따른 감성 분

석을 하기 해서 디자인 소재, 모티  배경비율, 모티

의 변화도, 해석법, 모티 의 배열, 모티 의 명료성, 

명도차, 색상차, 채도차에 따라 분석하 다. 여기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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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디자인에 한 선호도를 추출하여 감성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한 후 력  필터링[15]을 이용하여 성향이 비

슷한 사용자에게 패션 디자인을 추천하게 된다.

제안한 방법의 만족도 평가를 한 설문조사는 상지

학교 지능시스템연구실 연구원들의 도움으로 10일간 진

행되었다. 설문하기 한 온라인 사이트는 상지 학교 

지능시스템연구실 서버에 구성하 다. 평가는 5  척도

(1에서부터 5까지 1간격)로 명시 인 서비스의 만족도 

평가를 하 다. 여기서 1은 매우 부정 인 평가를 의미

하고 5는 매우 정 인 평가를 의미한다. 만족도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제안한 

방법의 유용성을 검증하 다[14]. 본 논문에서는 성능 평

가를 해 150명을 상으로 기존의 력  필터링을 이

용한 추천(RCF)과 제안한 서비스 온톨로지 기반의 상황

인식 모델링을 이용한 추천(OCAM)간의 서비스 평가 데

이터의 차이를 통계  유의성 검증하기 해서 종속 표

집의 T-검정을 사용하 다[11].

그림 5. RCF - OCAM 대응표본 통계량

그림 6. RCF와 OCAM 대응표본 검정

가설 Ho는 RCF와 OCAM의 서비스 만족도에는 통계

으로 차이가 없고 가설 Ha는 RCF와 OCAM의 서비스 

만족도에는 통계  차이가 있다. [그림 5]는 만족도 평가 

데이터에 해서 RCF와 OCAM의 평균과 표 편차를 

나타낸다. 평균의 차이는 1.066이다. [그림 6]은 RCF와 

OCAM의 응표본 T-검정의 결과이다. 유의수  α가 

0.05일 때 의사결정을 한 값은 t<.8434이거나 t>1.2899

이다. 평가 데이터에서 t가 9.440>1.2899이므로, 가설 Ho

를 기각하고 가설 Ha를 수용하게 된다. 따라서 RCF와 

OCAM의 서비스 만족도에는 통계 인 차이가 있으며 

평가 데이터의 평균의 차이인 1.066 만큼 OCAM이 RCF

보다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Ⅵ. 결론

차세  IT융합기술의 발달로 유비쿼터스 컴퓨  환

경으로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많은 종류의 이기종 디바

이스들이 주변의 자 제품에 인식되어 상호 연결되고 

언제, 어디서나, 컴퓨 을 이용할 수 있고 새로운 응용이 

가능한 최 화된 컴퓨  환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유비

쿼터스 컴퓨 을 해 상황인식 미들웨어에 한 연구

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추천 시스템에서 상

황 정보를 악하는 것은 서비스 략의 요한 성공요

소가 되고 있다. 원천기술 확보의 일환으로 임워크

를 설계하고 주요 요소 기술을 정의하는데 목 이 있으

며,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온톨로지 기반의 

상황인식 모델링을 이용한 추천 방법을 제안하 다. 제

안한 방법은 상황 정보 모델에 의해 획득된 상황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추천에 활용하여 개인화 추

천이 가능한 서비스 온톨로지 기반의 상황 인식을 모델

링을 제시하 다. 이를 해서 서비스 온톨로지 기반의 

상황을 모델링하고 상황에 따라 Naïve Bayes 분류자를 

이용하여 학습하 다. 학습 단계와 분류 단계를 통하여 

상황인식 데이터에 나타나는 상황정보를 특징으로 분류

한 후 순 화하여 효율 인 추천 방법론을 오 소스 

OSGi 임워크인 Knopflerfish에서 개발하 다. 이는 

제한 이고 정 인 정보만을 고려하여 정보 필터링하기 

때문에 추천 상자에게 신뢰도를 제공하기 못하는 기존 

추천 방법의 문제 을 해결하 다.

향후 본 논문의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과 구체 인 시

제품 출시를 통하여 시장성 증 와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함으로써 다양한 IT융합 응용분

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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